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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사 결과는 2012년 10월7일 봉산리 마을을 대상으로 불

산에 의한 환경오염 정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환경시료(수질, 토

양, 식물) 중 불소농도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분석 결과 매우 심각한 결과가 도출되었기에 긴급보고서를 

준비하였으며, 추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별도의 결과보고서

를 발표할 예정임을 밝혀드립니다. 

㈜휴브글로벌 불산유출 사고로 인한 

불소농도 측정 결과

-봉산리 마을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2012년 10월  17일

원진직업병관리재단 
노동환경건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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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배경

불산 누출로 인한 지역주민과 노동자의 건강피해가 제대로 조사되기 위해서는 노출

농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일차적으로는 사고 발생시점부터 공기 중 농도를 측정하였어야 하고, 노출된 주민

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혈액과 소변중의 생물학적 지표에 대한 조사분석이 이루어

졌어야 한다. 

그러나 사고발생 후 정부에서 대처해온 상황을 보면 이러한 긴급한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음으로써, 주민과 노동자의 노출수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

렸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노출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만 향후 역학조사를 과학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주민과 노동자의 건강피해 규모를 제대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공기중으로 누출되면서 심각한 급성장애를 나타내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과거의 불화수소 노출수준을 추정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이번 사건의 핵심적

인 문제이다.  

이에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지난 2012년 10월 7일 시급히 연구진을 현장에 파견하

였고, 피해지역에 있는 식물 중 불소농도를 분석하여 간접적으로 공기중 불화수소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당시의 노출농도를 추정하였다. 

이 조사 결과가 불산 누출로 인한 지역주민과 노동자의 건강피해가 제대로 평가되

기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2년 10월 17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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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소(fluorine), 불소화합물(fluoride), 

                       그리고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

1) 어떤 물질인가?

불소는 원소를 말하는 것이고 불소화합물은 불소 원소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을 일컫는

다. 불소화합물에는 대표적으로 플루오르화나트륨(Sodium fluoride)과 플루오르화 칼슘

(calcium fluoride) 등이 있다. 플루오르화나트류륨은 충치예방을 목적으로 치약이

나 음용수에 첨가되기도 한다. 불소는 반응성이 좋아서 원소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유기물이나 무기물에 결합된 형태로 존재한다. 불소가스가 금속들과 반응할 경우 

불소화합물로 존재하고 물과 반응할 경우 불화수소(불산)로 존재하게 된다. 

불산은 무색의 부식성 가스 혹은 액체이다(끓는점이 약 19.5 ℃). 불산은 쉽게 흄

으로 발생하고 물에 매우 잘 녹는다. 액상이던 가스상이던 간에 불산은 접촉될 경

우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다. 불산은 상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불소 화합물이다. 

바람에 날려온 흙에 결합되어 있는 불소화합물들은 큰 입자에 들러붙어 있는 경우

가 많다. 이와 같은 불소화합물들은 땅에 내려앉거나 비에 씻겨 지표로 내려오게 

된다. 미립자의 먼지에 붙은 불소화합물들은 공기 중에 오랫동안 머무르기도 한다. 

불산 가스는 비나 구름에 흡수되고 안개와 같은 불산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것들 

역시 주로는 강수를 통해 지표로 내려앉게 된다. 이처럼 공기 중으로 비산된 불소

는 물이나 지표에 가라앉게 된다. 

불소가 물에 들어갈 경우 물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원소와 결합하게 된다. 예를 들

어 담수에서는 주로 알루미늄과 결합하고, 바닷물의 경우에는 칼슘 혹은 마그네슘

과 결합하여 가라앉고 침전물에 강하게 결합된다. 반대로 땅으로 들어갈 경우 흙에 

존재하게 되며 흙의 구성성분들과 강하게 결합한다. 

불소는 땅으로부터 식물로 이동하여 축적된다. 식물에 이동하는 불소의 양은 식물의 종

류, 흙의 성질, 그리고 흙 안에 존재하는 불소의 양이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차나무

는 불소를 잎에 축적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불소가 함유된 식물을 섭취하는 동물

의 경우 역시 불소가 몸속에 축적되는데 사람이 식용으로 먹는 고기 부위보다는 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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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축적되는 경향을 보인다. 

2) 일반 환경에 얼마나 존재하는가?

불소화합물은 공기 중에 미량 존재한다. 도시 주변에서 측정된 자료에 의하면 불소

화합물의 농도는 통상 1 μg/m3 보다 적고 농촌 지역은 그보다 훨씬 더 낮다고 한

다. 이렇듯 공기 중 불소화합물의 농도는 우리가 흔히 마시거나 섭취하면서 노출되

는 양보다 훨씬 적다고 한다. 물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나 불소와 연관된 

산업시설 인근(예: 알루미늄 제련소, 인질 비료 공장 등) 혹은 유해물질 폐기지역 

등에서는 일반지역보다 높은 농도의 공기 중 불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지표수에서의 불소양은 약 0.2 ppm 정도라고 알려져 있으며 우물에서의 농도는 0.02 

~ 1.5 ppm 수준이라고 한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농도분포를 보이는 곳

도 있다. 미국의 경우 상수도를 통해 급수되는 물에 존재하는 불소의 농도는 0.7 ~ 

1.2 ppm 수준이다.

토양에서의 불소화합물 농도는 200-300 ppm 수준이며, 인질비료를 사용하거나 불

소 발생이 가능한 산업시설 인근의 토양에서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불소화합물 

농도가 확인된다. 

3) 몸에 들어온 불소화합물은 어떻게 되나?

섭취를 통해 몸으로 들어온 불소화합물은 빠르게 혈관으로 들어가게 된다. 물론 혈

관으로 들어가는 불소화합물의 농도는 섭취된 양이나 물에 녹는 양의 정도, 그리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혈관으로 들어간 불소 역시 빠른 속도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24시간 이내에 몸 안으로 들어온 양의 절반 정도가 주로 소변 

등을 통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몸속에 남아 있는 일부의 불소는 이온 형태로 

뼈나 치아에 남아 있게 된다. 

공기 중의 불소 화합물 분진이나 불산이 호흡될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폐의 혈관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불산이 피부에 접촉될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피부를 

지나서 혈액으로 들어가게 된다. 



- 6 -

2. 불소, 불소화합물, 그리고 불화수소의 건강영향

1) 불소화합물

일정 수준의 불소화합물은 치약이나 음용수에 첨가된다. 그러나 고농도의 불소화합

물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뼈의 불소침착증(skeletal fluorosis)은 다량의 불소화합물을 마시거나 먹거나 

호흡할 경우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질병은 장기간의 노출에 따른 결과이며 흔히 

발생하는 병도 아니다. 통상 불소가 함유된 물을 마시는 경우보다 30배 이상의 불소에 

노출될 경우에나 발견된다. 뼈 불소침착증이 발생될 경우 뼈가 약해지거나 관절의 통증 

그리고 관절 운동의 제약과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 심각할 경우에는 척추가 굳기도 

한다. 

일반적인 수준으로 불소가 처리된 물에서의 농도보다 5배 이상의 수준에 노출될 경

우 뼈가 약해질 수 있다. 특히 고령자나 여성에게서 나타나기가 쉽다.

 

치약에 사용되기도 하는 플루오르화나트륨을 한꺼번에 다량 섭취할 경우 복통, 구토, 

그리고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매우 많은 양이 한번에 투입될 경우 심

장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다른 건강영향으로써 생식독성에 대한 우려도 언급되고 있다. 한 동물실험에 의하면 음

용수에서의 불소 농도에 비해 100 배 수준에서 생식력이 감퇴되고 정자와 고환이 손상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동물실험에서는 그와 같은 결과가 관찰되지 않아 생식

독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음용수의 불소 수준에 노출되는 사람들, 자연적으로 고농도의 불소가 

형성된 지역에서의 음용수를 마시는 사람들, 혹은 불소에 노출 가능한 노동자들을 대

상으로 발암성에 대한 연관성을 고찰하는 연구들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뚜렷한 연관성

을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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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산

불화수소는 매우 자극적인 가스이다. 불화수소는 불소만큼 위험하지는 않지만 다량

에 노출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불화수소를 흡입했던 사람들은 주로 눈, 

코, 그리고 피부에서의 자극을 호소한다. 다량의 불화수소 증기를 흡입할 경우 폐와 

심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불화수소를 흡입한 동물실험에서는 신장과 고환의 

손상도 확인되었다. 

불산은 사람에게 매우 위험한데 눈이나 피부에 화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불산

의 초기 피부 노출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산에 의한 화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초기에는 피부가 붉어지기만 하고 통증은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몇 

시간이 흐르거나 혹은 며칠이 지나서 피부 손상이 나타나고 깊고 고통스러운 상처로 

발전된다. 적절히 치료되지 못할 경우 심각한 피부 손상과 조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다량의 불산이 피부에 노출될 경우 불소가 심장과 폐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도 한다. 

3) 불소

불소 가스는 매우 자극적이며 눈, 피부, 그리고 폐에 굉장히 위험하다. 불소 가스는 

낮은 농도에서도 눈과 코에 손상을 입힐 수 있고 고농도에서는 숨쉬기도 어려워진다. 

이렇듯 고농도의 불소 가스에 노출되면 폐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자료 인용: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ATS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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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산 누출 사고 인근 지역에서의 불소 농도 측정 결과

1) 물(지표수, 하천수) 속의 불소 농도 

물 속에서의 불소 농도 수준은 아래 표와 같았다. 대부분 음용수 수질 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구분(단위,ppm) 수질시료 (mg/L)

시료 수 14 

평균 0.5 

중앙값 0.2 

최소값 0.1 

최대값 1.6 

비교기준 1.5 c

<표 3> 수질 샘플에서의 불소 농도 수준 요약. 

그러나 흐르지 않고 고인 물(주로 밭이나 축사 인근의 물통에 받아 둔 물)에

서는 불소 농도가 1.0 ~ 1.60 mg/L 수준이었고, 우축사 옆 물통에서의 물은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 물론 음용수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과 직접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사고 당시 상황에서 공기 중 불소가 물로 전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음용수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많은 양의 불소가 녹아 있다

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다. 

2) 토양의 불소 농도

토양 샘플에서의 불소 농도 수준은 아래 표와 같다. 대부분 토양오염 우려기

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토양 내 불소농도 측정 결과는 총불소 농도가 아니라 수용성불소만을 분석한 

결과로 토양 및 대기 중 수분 정도에 따라 농도가 희석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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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심층 부위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 농도가 낮게 평가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구분(단위,ppm) 토양시료(mg/kg)

시료 수 36 

평균 1.1 

중앙값 0.6 

최소값 0.2 

최대값 9.2 

비교기준 토양오염 우려기준: 400 

<표 4> 토양 샘플에서의 불소 농도 수준 요약. 

3) 식물에서의 불소 농도

식물에서의 불소 배경 농도는 대략 5 ~ 15 ppm 수준이라고 한다. 일부 연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알루미늄 제련소 인근의 식물에서 

최고 962.8 ppm의 불소 함량이 확인되고 있었다(Franzaring, 2006). 알루미

늄 제련소 인근에서 조사된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식물 종에 따른 불소의 함

량은 최고 500 ppm에 이르고 있었다(Vike, 2005). 이처럼 불소의 소스가 될 

수 있는 환경 인근에서의 불소 축적은 일반 환경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관찰되고 있다. Haidouti 등의(1993) 연구에 의하면 알루미늄 제련소 인근에

서 환경피해를 당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의 식물 중 불소의 농도 수

준은 최고값으로 각각 621.2 ppm과 15.8 ppm 으로 비교되고 있다. 

아래 표는 식물 샘플에서 분석된 불소 농도 수준을 요약한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5개 샘플에서 분석된 불소의 농도는 평균 2076.2 ppm 이었다. 이는 불

소 오염 소스의 인근 지역에서 연구된 결과들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더구나 대부분의 분석값들이 EU의 가축 먹이기준(가장 엄격한 

기준:30ppm, 통상적인 기준:150ppm)을 수백배~수십배 정도 초과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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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5 참고)

구분(단위,ppm) 식물시료(mg/kg)

채취 수 25 

평균 2076.2 

중앙값 1252.5 

최소값 107.6 

최대값 9594.1 

비교기준

30-150 

(EU COUNCIL DIRECTIVE 1999/29/EC, complete 

feeding stuffs for cattle, sheep and goats in 

lactation)

<표 5> 식물 샘플에서의 불소 농도 수준 요약.  

각각의 개별 시료의 노출 농도는 [표6]에 있으며, 오염 지역을 지도로 표시하

면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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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식물 내 불소농도와 추정된 공기 중 불산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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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EU COUNCIL DIRECTIVE 1999/29/EC for Feedstuffs

4) 공기 중 불화수소 농도의 추정

식물 내에 불소가 축적될 경우 불소 함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는 강수에 의한 씻김, 

잎의 구조와 같은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에서의 불소 농도 

수준에 따라 식물에 축적된 불소의 함량이 아래와 같은 공식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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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 1] 수용체 내 

불소 농도의 추정 공

식. 

F = fluoride content attributed to atmospheric fluoride, 즉, 대기의 불소 화합물 농도

에 의한 수용체에서의 불소화합물의 함량

C = concentration of fluoride in the air, 공기 중 불소화합물의 농도

T = period of exposure, 노출된 기간

K = accumulation coefficient, 축적 상수

From: Committee on Biologic Effects of Atmospheric Pollutants, 1971

본 조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결정된 축적 상수, K(Vike, 2005)와 분석결과에서 확

인된 식물 내에서의 불소 함량을 기준으로 각 식물이 영향을 받았을 당시의 공기 중 

불화수소의 농도를 추정해 보았다. 

본 조사 대상이 되었던 식물들에 적용된 축적 상수, K는 기존의 문헌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대입할 수 없었으므로 그 특성이 유사한 식물끼리 연관 지어 공기 

중 불소 농도값을 추정하였다. 

예를 들어, 기존의 연구에서 호밀을 대상으로 얻어진 K는 본 연구에서 벼작물에 대

해 축적 상수를 적용하였으며, 잎이 넓으면서 털이 없는 나무에 대해 연구된 K는 

본 연구에서의 대추나무 잎이나 은행잎 등에 적용하였다. 

또한 기존에 연구에서 특성이 비슷한 식물군에서 확인된 K 중에서도 공기 중 농도를 

과대평가하지 않을 상수를 적용하여 추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과장을 최대한 줄이

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출기간(T)은 하루로 산정하였다. 누출된 양이 하루 동안 사고 인근의 

식물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탱크벨브가 27일 저녁까지 열려있었다는 

발표를 근거로), 그 영향으로 인해 식물이 대부분 괴사되어 더 이상의 대사활동이 

진행되지 못해 불소 농도의 축적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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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불소농도

(mg/kg)
K†

t(1day), 

㎍/㎥∮

t(1day)

, ppm
식물구분‡ 식물‡

메론 잎 1-3 1852.55 1.14 1625.0 2.0 herb/grasses trifolium repens

메론 잎 1-2 804.83 1.14 706.0 0.9 herb/grasses trifolium repens

메론 잎 1-1 1535.35 1.14 1346.8 1.6 herb/grasses trifolium repens

벼 1-1 7727.27 0.78 9906.8 12.1 herb/grasses Lolium perenne

벼 1-2 9594.10 0.78 12300.1 15.0 herb/grasses Lolium perenne

벼 1-3 1311.48 0.78 1681.4 2.1 herb/grasses Lolium perenne

메론 잎 2-1 998.00 1.14 875.4 1.1 herb/grasses trifolium repens

메론 잎 2-2 834.85 1.14 732.3 0.9 herb/grasses trifolium repens

메론잎 2-3 1574.80 1.14 1381.4 1.7 herb/grasses trifolium repens

콩잎 5223.88 1.14 4582.4 5.6 herb/grasses trifolium repens

솔잎 292.13 0.2 1460.7 1.8 conifer pinus mugo

고추 잎 1872.51 1.14 1642.6 2.0 herb/grasses trifolium repens

들깨 잎 2823.06 1.14 2476.4 3.0 herb/grasses trifolium repens

열무잎 1252.53 1.14 1098.7 1.3 herb/grasses trifolium repens

전나무 잎 626.22 0.2 3131.1 3.8 conifer pinus

벼 2-1 782.78 0.78 1003.6 1.2 herb/grasses Lolium perenne

자두 잎 304.26 1.07 284.4 0.3 
Broad-leaved 

glabrous

Acer 

platanoides

벼 3-1 142.47 0.78 182.6 0.2 herb/grasses Lolium perenne

벼 4-1 140.28 0.78 179.8 0.2 herb/grasses Lolium perenne

대추 잎 135.92 1.07 127.0 0.2 
Broad-leaved 

glabrous

Acer 

platanoides

감나무 잎 3407.41 1.07 3184.5 3.9 
Broad-leaved 

glabrous

Acer 

platanoides

포도 1 107.57 2.23 48.2 0.1 
Broad-leaved 

hairy/rugose

Caragana 

arborescens

포도잎 2 1002.00 2.23 449.3 0.5 
Broad-leaved 

hairy/rugose

Caragana 

arborescens

우축사 옆 

대추나무 잎
3269.23 1.07 3055.4 3.7 

Broad-leaved 

glabrous

Acer 

platanoides

회사앞 4288.50 1.07 4007.9 4.9 Broad-leaved Acer 

<표 7> 피해 당시의 추정된 공기중 불화수소 농도  

식물 내 불소 농도의 축적에 관한 공식으로 추정한 피해 당시의 공기 중 불화수소 

농도 결과는 아래 표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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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나무 

(가로수) 잎
glabrous platanoides

†: from VIKE(2005)

‡: 본 조사에서의 분석 대상 식물과 유사한 기존 문헌(VIKE, 2005)에서의 식물구분 및 

식물종

<표 8> 다양한 식물에서의 축적상수, K(Vike, 2005)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노출기준(ACGIH TLVs Documentation)에 따르면 불화

수소에 대한 직업적 기준은 천장값(Ceiling, C), 2 ppm으로 설정되어 있다. 천장값

이란 작업 중 한순간이라도 넘어서는 안되는 기준을 말하는 것이다. 천장값 2 ppm

의 설정배경은 불화수소의 일차적인 자극 독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써 호흡기계

의 자극, 치아나 뼈의 불소침착증 그리고 눈이나 피부의 화상이나 자극 등을 예방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고용노동부의 불화수소에 대한 노출기준은 8시간 가중 평균(TWA)과 천장값에 대해서 

각각 0.5 ppm과 3.0 ppm이 설정되어 있다. 아래 표는 추정된 공기 중 농도값을 각 

기준과 비교해 초과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8시간 노출기준(TWA), 천

장값 기준, 그리고 ACGIH의 천장값 기준과 비교해 각각 80 %, 32 %, 그리고 40 

% 정도 초과되고 있다고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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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추정된 공기중 불화수소 농도의 노출기준 초과율 분포. 

또한 불화수소의 IDLH(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or Health)값은 30 ppm이

다. 참고로 IDLH란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US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 NIOSH)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념으로써 사망을 

일으키거나 영구적인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오염물질의 농도, 혹은 고농도의 

유해가스에 노출된 피해자가 정신을 잃는 등의 순간적인 장해로 인해 그러한 환경

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정도의 농도 수준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

농도의 스모크나 독성 가스가 발생하는 상황을 들 수 있다. 본 조사 대상의 사고와 

비슷한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피해 당시의 공기 중 불화수소 농도의 추정값은 매우 보수적인 

조건에서 계산된 것이므로 피해 당시의 최소 농도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

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최고 농도값이 IDLH 값의 절반 수준이었다는 것은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조건이었는지를 짐작케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본 측정은 사고 발생 이후 9일만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식물에 축적된 불소의 

자연적 감소량을 고려한다면 사고 당시의 추정된 공기 중 불산 농도는 이보다 더 

높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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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요약

본 조사 결과는 사고 발생 후 9일째인 2012년 10월 7일에 연구팀이 긴급하게 투입

되어 분석된 결과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오염지역을 중심으로 평가된 1차 결과

에 불과하다. 추후에 조사 대상을 주변 지역으로 확대하여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만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밝혀두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지표수 및 하천에서 측정된 수질 내 불소농도는 일부 시료에서 먹는물 기준

(1.5mg/L)을 초과하였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농도는 아니었으며, 환경부에서 발표한 

농도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 토양 내 불소농도는 수용성 불소농도만을 분석한 결과로 오염 정도를 해석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어 별도의 추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식물 내 불소농도는 EU의 가축 먹이기준(가장 엄격한 기준:30ppm, 통상적인 기

준:150ppm)을 수백배~수십배 정도 초과하는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식물내 불소 농도가 토양과 수질에 비해 안정적인 잔류 특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를 근거로 사고 당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4. 식물내 불소 잔류농도를 근거로 사고 당시의 공기중 불산 농도를 계산한 결과 

지역에 따라 최고 15ppm까지 추정되어 불화수소의 IDLH(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or Health)값인 30 ppm의 50%에 해당되어 사고 당시가 매우 위험했던 순

간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 값은 노출기간을 24시간으로 설정한 것으로서 실제 

노출기간이 이보다 짧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기중 농도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5. 특히 마을 주민들이 대피했던 시간(사고 후 20분에서 6시간 후)과 탱크 벨브가 

27일 밤 늦은 시간(환경부의 공식보고는 11시30분)까지 계속 열려 있었던 점을 감

안할 때 고농도 수준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작업장 노출기준을 적용하면 고용노동부의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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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준(TWA, 0.5ppm)과 어느 한순간이라도 초과해서는 안되는 농도인 천장값 

기준(3ppm), 그리고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ACGIH)의 천장값 기준(2ppm)을 각

각 80%, 32%, 그리고 40% 정도 초과한 심각한 수준으로 해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근거할 때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유일한 불산 농도인 

1ppm(9.28일 09:30분 검지관 측정)은 당시의 상황을 지극히 과소평가했을 가능성 

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식물을 대상으로 피해지역을 확대한 광범위

한 오염조사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5. 조사결과의 시사점 및 제안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식물 중 불소농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공기중 불화수소 농

도를 추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당시의 노출농도를 추정하였다. 이 결과는 가장 보

수적인 태도로 추정한 농도이므로 최소 이 정도는 상회하였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추정값은 예상범위와 일치하였다. 우선, 지역주민과 주변 노

동자에게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주민과 노동자의 노출

수준이 IDLH인 30ppm을 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과거 연구결과

들이 설명한 노출수준과 증상범위를 볼 때, 고농도 노출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경우 

적어도 수 ppm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문헌에 따르면 1시간 정도 노출

될 경우는 0.5ppm에서 경미하거나 중간정도의 상기도 자극을, 그리고 4.2-4.5ppm

에서는 심각한 상기도 자극증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구미국가산단 제4단지와 주변마을의 식물이 훼손되

지 않도록 정부가 조치할 것을 긴급하게 제안한다.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불

화수소의 공기중 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를 없애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주민과 노동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건강피해조사를 진행할 때에 식물

의 불산오염 조사를 병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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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조사계획]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정부의 대응을 기다리기에 앞서 2차 조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남겨놓고자 한다. 지역주민과 지역시민사회단체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첫째, 1차 조사를 통하여 산단지역의 오염 또한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산단

지역에서도 수목 중 불소농도를 확인하고, 산단지역의 불화수소 농도를 추정할 것

이다. 

둘째, 산단지역의 노동자들로부터 민주노총 구미지부로 제보전화가 걸려오고 있는

데,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건강증상들에 대해 충분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특히, 정부가 민간에게 위임한 건강피해조사가 산단지

역 노동자 400명밖에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는 등 관련대책이 미흡할 가능성이 있

다. 이에 대해 최대한 확인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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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 : 분석방법

시료 분석방법 기기명 모델명

물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이온전극법

(Ion Selective 

Electrode)

Orion Star

토양 Fung 등(1999)1

식물
Jacobson and  Heller

(1972)

소변

불화수소의 생물학적 노

출지표물질 분석에 관한 

지침

표 9. 분석 방법 및 장비 

(1. 토양에서는 수용성 불소 측정)

K.F. Fung, Z.Q. Zhang1, J.W.C. Wong, M.H. Wong, Fluoride contents in tea and soil from tea 

plantations and the release of fluoride into tea liquor during infusion. Environmental Pollution 

104 (1999) 197-205

Jacobson, J.S. and L. Heller. 1972. Selective ion electrode analysis of Fluoride in vegetation. 

pp 459-462. Second International Clean Air Congress.


